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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들어가는 말

인도의 철학적 사색과 인간의 해탈 문제는 요가(Yoga)라는 수

행법을 근간으로 해서 발전해 왔다. 특히 산야신 또는 사문 그룹

에 의해 주도된 요가 명상은 정신적인 자유와 해방을 추구함에

있어서 行爲의 포기를 수행정신으로 삼았다. 그것은 철학적인 사

색을 전제로 한 엄격한 실천수행이였기에 사회로부터 격리라는

탈속적인 경향을 낳았고, 상대적으로 세속적인 가치는 함몰되어

버렸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는 변화를 재촉하게 마련이듯이, 바가와드
기따의 출현으로 일부 특수 계층에 의한 탈속적 이상에 대해 세
* 朱明哲 :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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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 가치를 조화롭게 결합시키고자 하는 사고가 대두되었다. 기
따는 삶의 궁극적인 가치로서 개인의 완전한 자유(Mokṣa)와 더
불어 사회적인 의무(Dharma)를 강조하여 개인적 차원의 종교적

가치와 집단적 차원의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결합시키려 했고,

그러한 시도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은 까르마 요가(karma-yog

a)와 갸나 요가(jñāna-yoga)와 더불어 기따에서 비로소 전면으
로 드러나는 박띠 요가(bhakti-yoga) 사상 때문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종교현상이란 측면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무

신론 종교에서 유신론 종교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향전

환은 전통적인 자력 종교에 대해서 믿음에 의한 타력 종교의 문

을 열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특수계층 종교에서 대중종교로 전환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전통적인 자력종교의 실천적 기반

을 형성했던 요가학파의 빠딴쟐리(Patañjali)가 내세운 요가 명상

을 통한 해탈과 기따가 내세운 사회적 의무를 바탕으로 한 행
위와 신비적인 명상 중 어느 것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수단인가

하는 문제이다. 기따는 상반되는 두 가지 방법들이 동등하게 유
효하다는 점을 보여 줌으로써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것

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그 해결은 시간의 흐름

과 함께 새롭게 탄생되는 인도 정신에서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가능성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엘리아데(Eliade)가

언급하듯이 후대에 이르러 해탈에 이르는 세 가지의 최상의 길인

1) 우빠니샤드의 지혜, 2) 요가적 기법, 3) 박띠(bhakti)가 점차적

으로 동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1
는 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이러한 동화 현상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새로운 사상체

계를 형성하는 인도 정신사의 또 하나의 창조적 일면일 뿐만 아

니라 요가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가능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논자는 이러한 동화현상을 보이는 사상이 무엇인가 찾

1) Mircea Eliade, Yoga(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1973),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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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했고, 그 결과 그 전형적인 사상체계가 베단따(Vedānta) 학

파의 라마누자(Rāmānuja) 사상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다시 말

해서 전통적으로 우빠니샤드의 정신과 요가적 전통 속에서 있
는 베단따의 입장과 박띠의 정신이 라마누자의 制限不二論(Viśiṣṭā

dvaita)의 사상체계 속에서 함께 소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

다. 따라서 논자는 본 논문을 통해 이 세 가지 실천방법이 어떻게

하나로 통합되어 체계화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

적으로는 우빠니샤드의 지혜를 모체로 하는 베단따 학파의 라마

누자의 실천체계 속에서 전통적인 빠딴쟐리의 요가가 어떻게 취

급되고 있으며, 또한 유신론적 사고체계의 중심적 요소인 박띠가

전통적인 빠딴쟐리 요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 연구는 통상 요가(Yoga)에 대한 연구라 하면 소위 육파철학

의 일파로서 독립성을 갖는 빠딴쟐리나 그의 요가 학파에 한정되

어 왔던 경향에서 벗어나 보다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요가에 대한

연구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Ⅱ. 베단따 학파에서의 요가의 수용

베단따 학파가 요가를 어떻게 수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먼저 베

단따 학파의 공통적인 사유방법 속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베단따 학파가 우빠니샤드의 전통을 이어받아 인도 정신사의
정통적 역사를 이어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無知(avidyā)와

인과응보 관념을 바탕으로 한 輪廻(saṃsāra), 그리고 智(vidyā)에

의한 무지의 소멸과 윤회로부터의 해탈(mokṣa)의 관념을 중심으

로 해서, 브라흐만을 앎(brahmavidyā)으로써 무지를 소멸하여 브

라흐만 자체가 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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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요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 하는 문제는 베단따의

핵심 주제인 무지를 소멸시키는 브라흐만에 대한 智(brahmavidy

ā)는 과연 어떤 것이며, 그러한 智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

지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다.

1. 브라흐만에 대한 智의 본성과 요가

브라흐만에 대한 智(brahmavidyā) 즉 우빠니샤드적인 해법인

‘智慧’는 과연 어떤 것일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 聖典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아는 지식인가?

2) 명상(dhyāna)의 형태의 지식인가?

논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전의 학습(śravaṇa), 비판적

사고로서의 考察(manana), 명상수행(nididhyāsana)이라는 우빠니
샤드이래로 내려온 전통적인 방법 속에서 찾고자 한다.
먼저 不二論(advaita)을 주장하는 샹까라(Śaṅkara)의 경우는 전

자의 의미에 치중하여 聖典(Śruti)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목적

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무지 즉 마야를 제거하

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베단따 교전의 의미를 파악할 것을 당부

하고 있다. 나아가 그 교전의 의미를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명상

(nididhyāsana, dhyāna)과 관련해서 빠딴쟐리의 요가는 브라흐만

에 대한 완전한 智(brahmavidyā)를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

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성전(Śruti)을 제외하고는 베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아뜨만에 대한

智 곧 최고의 至福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다른 수단도 없다. 비록 스므

르띠(요가)가 진리를 논의, 증명, 인식으로 보충한다고 하더라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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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오직 베단따 텍스트에 의해서만 진리는 알 수 있다.
2

샹까라는 형이상학적인 브라흐만 탐구(brabmajijñāsā)를 출발점

으로 해서 베다라는 성언량(śabda)과 그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서 이성적 사고와 비판, 그리고 성언량의 완성으로서 직접적인 경

험(anubhava) 즉 브라흐만에 대한 智에 의한 신비적인 자아실현

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實在에 대한 智는 오로지 성전으로

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스므르띠(smṛti)로 취급받는 요가는 부수

적 효과마저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制限不二論(Viśiṣṭādvaita)을 주창한 라마누자는 어떻

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 역시 성전의 권위에 대해서는 마다

하지 않지만, 성전의 의미에 대한 파악보다는 그 이상의 무엇인가

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샹까라와는 달리 요가의 필요성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라마누자는 스므르띠로서 요가가 현상계의 다양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 다양성을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점에서

브라흐만에 대한 지를 얻는 데 직접적인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은 샹까라와 입장이 같다.

하지만 라마누자는 요가학파에 대해서 의외에 시각을 보여 주

고 있다. 그는 “베단따는 요가 스므르띠를 보조적으로 취한다. 그

이유의 첫째는 요가 스므르띠는 主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베단따는 요가를 마지막 해탈을 가져오는 수단으로 생각

하기 때문이다”
3
라고 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 또한

“요가를 절대부정하지 않는다.”
4
는 말로 요가를 어느 정도는 인정

2) Thibaut, George, The Vedānta sūtras with the Commentary of

Saṅkarācārya, The Sacred Books of the East, Vols, XXXIV,

XXXVIII(Clarendon Press, 1890), 2.2.3., pp. 296-299.

3) Thibaut, George, tras, The Vedānta sūtras with the Commentary of

Rāmānuja, The Sacred Books of the East, Vols, XLVIII(Clarendon

Press, 1904), 2,1,1., pp. 412-413, 2.2.43., p. 531.(이하 Śri Bh(T)로 약함)

4)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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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왜일까? 논자는 라마누자가 자신만의 특유의 요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문을 품어 본다. 그는 “성전은 명상(dhyāna)

을 명령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핵심을 찾아가는데, 성전은 궁극적

으로 ‘브라흐만에 대한 명상(brahmoupāsana)을 명령하고 있다.’
5

는 것으로 대안을 삼고 있다. ‘브라흐만에 대한 智’는 학문 또는

논리적 사유의 차원을 초월한 정신적 직관의 차원이라 할 때, 그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베단따 특유의 명상(nididhyāsana, dhyāna)

을 ‘브라흐만에 대한 우빠사나’(brahmoupāsana)로서 대치시키고

있다.
6
이 점에서 라마누자는 요가(yoga)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명상(dhyāna)은 ‘지속적인 기억’(dhruvānusmṛti) 즉 ‘오일

의 흐름과 같은 파괴되지 않는 계속된 기억’
7
으로서, 그 기억은 직

접적 인식과 유사한 형태를 지닌다던가,
8
명상은 그 대상에 마음

을 강렬하게 계속적으로 고정하는 것으로서 마치 눈앞에 직접적

으로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인식된다는 것은 요가에 대한 라마누

자 특유의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점은 브라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jñāna)을 간

5) 라마누자는 챤도갸 우빠니사드(8.7.1)의 “아뜨만을 발견하고 터득한
자”(ātmānamanuvidyā vijānāti)와 브르하드아란야카
우빠니샤드(4.4.21)의 “그것을 안 자는 지혜(명상)를 실천한다.”(vijñāya
prajñāṃ kurvīta)에서 vijānāti와 prajñāṃ kurvīta는 ‘명상은 명령된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anuvidya 와 vijñāya를 해석하면서

텍스트의 의미에 대한 지식은 보조적이며 이차적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6) 해방의 수단인 智는 텍스트의 의미에 대한 지식과는 다르다. [그것은]

dhyāna와 upāsana와 같은 술어로 지칭된다.(jñānaṃ ca vākyārthajñānād

arthāntarabhūtaṃ dhyānopāsanādi-śabdavācyam) Śri Bh(T), 3.4.26., p.

357.

7) dhyānaṃ ca tailadhārāvad-avicchinna-smṛti-saṃtāna-rūpam. Śri

Bh(T), laghu siddhanta, p. 53. 라마누자는 찬도갸 7.26.2를 성전의 근거로

삼고 있다. dhruvā smṛtiḥ smṛtilambhe sarvagranthīnāṃ vipramokṣaḥ

기억은 지속적이다. 맺힌 모든 것은 기억의 획득으로 느슨해진다.

8) sā ca smṛti-darśana-samānākāra. Śri Bh(T), laghu siddhānta,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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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것(parokṣa)과 직접적인 것(aparokṣa)으로 나누어 보는 데

서 그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성전에서 얻을 수 있는 간접적 지식과 요가로부터 생기는 직접적

지식이 있다. 이 중에서 직접적 지식이 브라흐만을 얻는 수단이다. …

처음부터 성전에서 언급된 지식은 리그베다, 야쥬르 베다 등의 낮은

것으로부터 끝으로는 다르마샤스뜨라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들은]

브라흐만에 대한 直接的 知識의 原因이 된다. 왜냐하면 Itihasa(마하브

하라따, 라마야나 등의 서사시), Puraṇa, Dharma-śāstra, Mīmāṃsa와

같은 보조적인 것과 함께 베다는 브라흐만에 대한 지를 이끌어내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 지는] 박띠의 형태로 도달되며, 직접적인

직관과 같은 念想(upāsana)은 파괴되지 않는 높은 지식이다.
9

이 글에서 라마누자는 성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간접적인 지

식과 요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지식을 구분하고 있고,

또한 일종의 박띠 속에서 행해지는 우빠사나(upāsana) 즉 명상(d

hyāna)을 브라흐만을 얻는 직접수단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그

것을 우빠니샤드적인 智慧와 같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 智(prajñān

a)로 인식하고 있다.

이상을 간추려 보면, 라마누자에 있어서 요가는 다음과 같이 정

리될 수 있다. 첫째, 우빠사나는 요가를 의미하며, 둘째, 브라흐만

에 대한 智는 우빠사나를 통한 브라흐만에 대한 생생한 인식(직

관)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우빠사나와 박띠는 새로운 명상(dhy

āna-yoga) 개념으로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빠니샤드가

9) tatra parokṣaṃ śāstrajanyaṃ jñānam aparoṣkaṃ yogajanyam tayor

brahmaprāpty-upāyabhūta aparokṣam jñānam … tatrāparā ṛgvedo

yajurveda ityādinā dharma-śāstrā-ṇītyantena āgamotthaṃ

brahmāsākṣātkāra-hetubhūtaṃ parokṣajñānam uktam/

sāṅgasya setihāsc-purāṇasya sadharma-śāstrasya sa mīmāṃsasya

vedasya brahmajṃānotpatti-hetutvād 'atha parā yayā

tadakṣarmadhigamyate 'ityupāsanākhyaṃ brammasākṣātkāra-lakṣaṇaṃ

bhaktirūpāpannaṃ jñānam. Śri Bh(T), 1.2.23., p.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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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는 브라흐만에 대한 智의 성격이 함께 포함 용해되어

있는 술어로 볼 수 있다. 또한 라마누자가 우빠사나를 육신이 소

멸할 때까지 매일매일 행해야 하는 브라흐만의 본성과 형상에 대

한 지속적인 정신집중(ekāgracittatā)의 과정
10
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에서 충분히 요가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빠딴쟐리의 요가에서 삼매를 얻기 위해 8지수행

(Aṣṭāṅga-yoga)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듯이, 브라흐만에 대한 우빠

사나(brahmaupāsana)의 길에서도 요가 수행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빠딴쟐리 요가와 라마누자의 요가

에 대한 비교 연구의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

Ⅲ. 라마누자의 요가체계

본 장에서는 라마누자가 빠딴쟐리의 요가의 어떤 부분을 어떻

게 수용하고 있는 가에 대해 예비적 고찰을 하고, 논의의 흐름을

빠딴쟐리 요가의 기초적 개념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라마누자의

요가체계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 작업은 곧 박띠(박띠요가)와 빠

딴쟐리 요가의 관계에 대한 조명이며, 라마누자 요가에 대한 체계

적인 이해가 될 것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상호간의 술어적 유

사성뿐만 아니라 기능적 유사성에서 연구의 일단을 찾고자 한다.

10) B.G., VI.11～12. Śri Bh(T), 4.1.1～12. pp. 7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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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빠딴쟐리 요가의 수용

라마누자의 실천체계의 중심은 박띠(bhakti)에 있다. 그런데 박

띠와 빠딴쟐리의 요가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

첫째, 라마누자의 박띠 개념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과, 둘째 그가

바가와드 기따의 까르마 요가, 갸나 요가, 박띠 요가의 기본적
형식을 자신의 실천체계로 도입하고 있는 점

11
이다. 이렇게 보자면

박띠와 박띠 요가의 의미상의 차이를
12
예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실천체계 자체가 빠딴쟐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와 같은 점에서 목표치가 다른 빠딴쟐리의 8단계의 수행법이 그

대로 라마누자의 수행체계에 적용되리라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라마누자가 자신의 저서에서 빠딴쟐리의 요가행법을 자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 만의 새로운 모습의 요가를 예

상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라마누자가 빠딴쟐리의 요가를 어

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그 첫 예로 다음과 같

은 글을 보자.

11) 라마누자의 실천체계에 대해서는 학설에 따라 다음과 같은 관점이 있다.

① 라마누자가 속하는 Vaiṣṇava파 측에서는 그가 실천방법으로서

오로지 쁘라빠띠(prapatti)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 ② 바가와드
기따의 세 가지 요가로서 라마누자의 수행 방법을 이해하는 관점. ③
일곱 가지 보조 수단과 박띠로 나누어 보는 관점이 있다. 하지만 본

고에서는 빠딴쟐리의 요가와의 관계 속에서 접근하는 관계로 특수한

관점보다는 일반적인 ②의 관점을 기본으로 해서 연구한다.

12) 박띠(bhakti)와 박띠 요가(bhakti-yoga)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박띠를 ‘神에 대해서 열광이며 절대적인 歸依의 감정’을

포함하는 ‘prapatti’와 유사하게 해석하는 것이 통례이나, 바가와드
기따 등에서 다루고 있는 박띠 요가는 명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M.R.Sampatkumaran, The Gītā Bhāṣya of Rāmānuja(Ananthacharya

Indological Research Ins., 1985), 서문, p. XXVII.(이하 Gītā Bhāṣya로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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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붇디(buddhi), 제어된 마나스(manas), 행위자

인 자아의 욕망은 브라흐만의 반영으로 인해서 사라진다. 그래서 행위

[까르마]를 수행하는 자는 ‘無行爲’의 최상의 완전함을 얻는다. 예들

들면 갸나 요가의 결과인 ‘모든 감각 활동의 지멸’의 暝想(dhyāna)을

얻는다.
13

이 글에서 까르마 요가, 그리고 갸나 요가의 결과로서 ‘無行爲’

또는 ‘모든 감각활동의 지멸’의 명상은 빠딴쟐리의 요가적 가치가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까르마 요가에서 대상에

대해 무집착(viṣayānanuṣaṅga)한 자는 더 이상 감각대상에 이끌

리지 않는다. 추위와 더위, 즐거움과 고통, 명예와 치욕 같은 것에

무관심하게 되고, 금과 흙을 동일 가치로 보게 된다.”
14
라는 기술

이 외에도 라마누자가 빠딴쟐리의 요가행법을 채용하고 있는 것

이 보인다.

요가에 적합하게 몸을 바로 세워 앉는 자세(āsana)로 외부대상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여, 완전히 외적 감각기능을 정지하라. 그리고 양

미간 사이에 시선을 고정하라. 코끝에 고정하라. 코를 통하는 들숨과

날숨의 순환을 꼭 같이 조절하면, 붇디 마나스 감각들은 아뜨만에 대

한 통찰을 제외하고는 기능 할 수 없다.
15

이 글에서 라마누자가 외적 대상에 대한 의식의 전멸을 요청하

는 것으로 보아 빠딴쟐리 요가의 외부의식의 제어 단계를 그대로

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덕적인 금계(yama), 권계(niyama)

를 전제로 하는 坐法(āsana), 調息(prāṇāyāma), 制感(pratyāhāra)

에 대해서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마나스(manas)와 관련이 있는 내부의식의 제어의 측

면을 보면,

13) Gītā Bhāṣya, 18.49., p. 463.

14) Gītā Bhāṣya, 6.7., p. 152.

15) Gītā Bhāṣya, 5.27～28.,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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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앉아서 단지 ‘나’만을 생각하라. 항상 마나스를 최상의 브

라흐만이며 최상의 인격인 완전한 대상에 집중하면, 마나스는 나와의

접촉으로 순화되어 안정된다. 그는 ‘나’ 속에 안주하여 평화에 들것이

다. 요가라 부르는 凝念(dhāraṇā)을 굳건히 하라. 나에게 끊임없이 집

중하라.
16

위의 글에서는 라마누자가 빠딴쟐리 요가에서 내부의식을 조절

해 가는 정신집중의 행법인 凝念(dhāraṇā)을 채용하고 있음은 분

명하다. 따라서 그는 빠딴쟐리 요가의 3枝에서 제6枝까지의 4가지

즉 육체적 수행으로 볼 수 있는 坐法(āsana), 調息(prāṇāyāma), 감

관의 대상에 대한 감각 기능의 제어를 의미하는 制感(pratyāhāra),

하나의 대상에 마음(manas)을 집중하는 凝念(dhāraṇā)을 채용하

고 있음은 확실하다. 이렇게 볼 때, 마지막 7枝나 8枝의 禪定(暝想,

dhyāna)과 三昧(samādhi)는 빠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

다면 라마누자의 요가에서 7지와 8지는 빠딴쟐리의 경우와는 다

르지 않을까. 논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목적을 완수할 때까지 끊임없이 행해야 하는

강렬하고 지속적인 염(dhrūva smṛti)으로 해석되는 우빠사나(upā

sana, 念想)에 주목하고자 한다.

대체로 우빠사나가 ‘暝想’의 의미와 ‘崇拜’의 의미가 동시에 포함

된 술어라고 한다면,
17
라마누자가 우빠니샤드의 전통적인 暝想

과 有神的 崇拜를 절묘하게 하나로 소화해서 자신의 신학적 체계

에 따라 제외된 7지와 8지에 해당하는 명상[禪定]과 삼매를 해석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가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빠사나 또는

박띠 개념을 중심으로 내부의식의 제어의 과정 즉 응념, 명상, 삼

매에 대한 라마누자의 해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남아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고자 한다.

16) Gītā Bhāṣya, 6.14., p.156.

17) 우빠사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 호성의 논문 초기

우파니샤드의 명상 개념 I (인도철학 제7집, 1997)의 pp. 68-75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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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념과 그 대상

요가 수뜨라(Yoga Sūtra)에서는 “마음(citta)을 한곳에 매어

두는 것”
18
을 응념이라 한다. 그런데 의식이 외적대상에 끌리지 않

는 상태[制感]에서 내부의식 제어의 첫 단계인 응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의식, 즉 마나스의 대상을 어떤 것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대상과 관련해서 라마누자가

응념의 대상을 철저하게 人格性을 지닌 ‘브라흐만(saguṇa Brahm

an)’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그 만의 독특한 해석으로 볼 수 있

다.

그에 따르면 브라흐만을 응념의 대상으로 삼을만한 이유가 있

다. 응념의 목적이 심의식을 한곳에 집중해서 대상과 결합함으로

써 주 객이 하나된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집중의식 활동의

주관자는 마땅히 내부의식을 관장하는 마나스이다. 그 마나스가

청정(śubha)하게 되려면 마땅히 그 대상은 본질적으로 청정해야

만 하며, 동시에 그 마나스를 청정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먼저

라마누자는 응념의 대상의 청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기름이 계속해서 흐르는 것과 같이 마나스를 나에게 끊임없이 고정

하라. 모든 것의 主이며, 불완전한 면이 없는 길상한 특성들의 보고이

며, 진실로 모든 것을 알며, 전체 우주의 유일한 원인인 최상의 브라흐

만, 지고인에 마나스를 고정하라.
19

이 글에서 보듯이 응념의 대상은 인간이나 물질세계와 같이 불

완전한 요소와 제한성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때 응념

의 대상을 완전한 존재, ‘탁월하며, 길상한 특성’을 보유한 동시

에 순수한 본질을 소유한 브라흐만으로 설정함은 당연하다.

18) deśa-bandhā cittasya dhāraṇā. Yoga Sūtra, 3-1.

19) Gītā Bhāṣya, 9.34., p.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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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브라흐만만이 마나스를 순수하게 할 수 있다는 점과 관련

해서 라마누자는 카타 우빠니샤드 1.3.3～14에 대한 주석에서

내적 지배자(Antaryāmin)이며, 同意者(Anumantṛ)인 브라흐만의

도움으로 마나스를 순수하게 조정 제어(vaśīkṛ)할 수 있음을 확인

하고 있다.

카타 우빠니샤드의 처음 부분에서는 ‘마차를 운전하는 자를 자아로

알라’고 하고, 끝부분에서는 ‘어려운 길을 가는 현자가 행하는 명상의

진정한 형태에 대해서, 그리고 숭배자가 어떻게 최고의 안주처인 위슈

누에 도달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다.
20

이 인용은 카타 우빠니샤드의 유명한 비유이다. 소위 자아는
마차의 주인이며, 육신은 마차, 붇디(buddhi)는 마부, 마나스(man

as)는 고삐라는 비유이다. 이 비유에서 내적 지배자(Antaryāmin)

의 역할에 주목한다면, 내적 지배자는 명상의 대상으로서 개체아

의 붇디를 조정하고, 붇디는 마나스를, 마나스는 육신과 외적 감

각(馬)을 조정하는 단계적인 조정과정을 예상할 수 있다. 즉 내적

지배자인 브라흐만만이 마나스를 조정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이

된다.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증명하기나 하듯이 라마누자는 카타 우
빠니샤드 3.14의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사후에 그
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구절에 대해서 “명상함으로써 그는 그

렇게 될 것이다”라 하며 “사후에 梵界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브라

흐만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21
고 주석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의

20) Śri Bh(T), 1.4.6., p. 363.

21) 라마누자는 명상의 대상 설정과 관련해서 사후에 五火를 통해 도달하는

신들의 세계(祖道에 의한 天上)와 브라흐만의 세계(神道에 의한 梵界)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명상의 대상이 브라흐만일

경우는 이 세계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브라흐만의 세계를 말하지만,

명상의 대상이 감각 대상 내지 마나스, 호흡, 말(śabda)과 같은 정신적

개념들로 나타나는 브라흐만의 심벌(pratīka)인 경우는 궁극적으로

브라흐만을 얻을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각각의 대상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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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라마누자는 응념의 대상을 샹까라와 같이

단순한 추상적 원리(nirguṇa Brahman)가 아니라, 철저하게 인격

성을 지닌 브라흐만(saguṇa Brahman)
22
을 주장함으로써 실제로

修行者와 神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작용하는 기능적 효용성을 중

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응념이든 명상이든 확실한 결

과의 성취와 그 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이렇게 볼 때, 빠딴쟐리 요가의 좌법 조식 제감을 어떠한 비판

적 대안 없이 수용하는 라마누자가 응념에서 감각 대상에 관한

붇디, 찌다, 마나스의 활동을 완전히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

상에 마나스를 집중시키고자 한 점은 근본적으로는 빠딴쟐리의

입장과 같다. 둘 사이에 놓여있는 차이점은 라마누자의 경우 그

대상이 유일하게 인격성을 띤 브라흐만이라는 점이고, 빠딴쟐리는

대상이 단순히 감각 대상 또는 개념
23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라마

누자가 브라흐만을 응념의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감

각기관과 감각대상에 끌리지 않는 심리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항

명상(박띠)요가의 결과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Śri

Bh(T), 4.3.14., p. 753.

22) 모든 명상에서 명상해야 할 대상은 속성을 갖고 있는 유일한

브라흐만이다. 브라흐만은 모든 명상의 결과이다. Śri Bh(T), 1.1.1., p.

83. 감각기관보다 대상들이 우월하며, 마나스는 대상들보다 우월하며,

붇디는 마나스보다 우월하며, 위대한 아뜨만은 붇디보다 우월하다. 이

위대한 아뜨만보다 미현현이 우월하고, 브라흐만은 미현현보다 우월하다.

브라흐만보다 우월한 것은 없다. 그는 궁극자이며, 최상의 목적이다. Śri

Bh(T), 1.4.1., pp. 354-355.

23) 빠딴쟐리 자신은 神의 존재에 대한 어떤 이론적 필요성도 인정치

않는다. 신을 요가의 체계 속에 도입한 이유를 순전히 실천적인 것으로

보고, 지혜와 힘의 완성의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수행자를 고무시키고자

하는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R.뿔리간들라, 이지수 譯,

인도철학(서울: 민족사, 1991), p. 151.; Yoga-sūtra에 대한 Bhoja의
疏(i.23)에서는 인격신의 의미로 볼 수 있으나, 신의 창조성을

배제함으로써 신에 대한 봉헌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점이 라마누자와 차이를 보여 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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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헌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두 가

지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봐야 할 것이다.

3. 박띠 명상(dhyāna)과 그 결과

라마누자의 요가의 특색 중 가장 눈에 띠는 점은 박띠를 명상

(dhyāna)과 동일한 개념으로 설정한 점이다. 이러한 설정은 의식

의 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빠딴쟐리의 요가의 기본적 방향을 완전

히 돌려놓고 있다. 모든 의식의 억제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의

식으로서의 브라흐만에 대한 ‘억념(기억, smṛti)’이라는 새로운

해석이다. 말하자면 빠딴쟐리의 응념 이후의 단계인 명상[선정]의

대체 개념으로서의 박띠 즉 명상의 요가(dhyāna-yoga)는 브라흐

만으로 향하는 결과를 수반하는 살아있는 의식의 상승과정으로

볼 수 있다.

요가 수뜨라에서 이르기를 “명상(dhyāna)은 그 [일정한 장소]
에 의식작용이 한결같이 집중된 상태이다.”

24
라고 하는데, 심의식

을 한 곳에 집중한다는 점에서는 빠딴쟐리와 라마누자는 의견을

같이 한다. 하지만 양자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박띠의 해석으로

부터 드러난다.

첫째, 박띠를 명상이라는 포괄적인 의미 속에서 해석할 때, 박

띠는 해탈의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며, 知(Jñāna)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브라흐만에 도달하는 수단은 교의서에서 배운 진리에 관한 지식을

기초로 해서, 자신의 義務를 실천함으로써 專心하는 박띠에 의해서 성

취된다. 無量하고 卓越한 愛情(priya)을 가진 무엇보다도 청정한 직접

지에 도달한 暝想(anudhyāna) 형태의 최고의 박띠와 다름이 없다. …

24) tarta pratyaya-ekatānatā dhyānam. Yoga Sūtra,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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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愛(prīti viśeṣa)의 뜻이며, 동시에 이 愛는 일종의 知(jñāna-viś

eṣa)와 같다.
25

박띠가 神에 도달하는 해탈 수단임을 명백하다. 또 박띠가 ‘神

에 대한 헌신 또는 사랑’의 의미를 띤 愛(prīti viśeṣa)의 의미를

갖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愛는 知(jñāna-viśeṣa)를 포

함하는 명상과 동일한 의미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박띠는 신에

도달하는 최상의 박띠(parabhakti)를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수단이

된다. 결과적으로 박띠는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神에게 내보이는

의미로만 볼 수 없고 까르마 요가와 갸나 요가를 통해서 단계적

으로 가능한 智的인 성격을 포함하는 요가적 정신집중의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박띠가 갖고 있는 본래의 성격상 종교

적 정서적 성격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명상 과정 내지

그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지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박띠는 우빠니샤드에서의 주로 행해졌던 行法으로서의

우빠사나와 동일하다. ‘絶對 歸依’와 같은 의미보다는 일정한 行

法에 가깝고, 늘 마음 속으로 염한다는 의미에서 觀想이라 볼 수

있다.

바야흐로 기따의 중간의 6[개의 章]에서 最高 브라흐만인 至高人

의 본질과 박띠로 표현되는 우빠사나가 설해지고 있다. … 그런데 박

띠의 형태로 도달된 우빠사나만이 最高者에 도달하는 수단이다. 이와

같은 것이 베단따의 문장에서도 설명되고 있다. … 동일대상인 아뜨만

에 대한 계속된 우빠사나에 의해 생기는 觀과 동일한 형태를 갖는 것

이 暝想(dhyāna)의 의미이다.
26

25) Van Buitenan, J.A.B., Rāmānuja's Vedārthasaṃgraha, ed. with

Introduction(Deccan College, 1956), para.141, p. 170.(이하 VedS로 약함)

26) Gītā Bhāṣya, 3장 서문, pp. 65-66. 라마누자는 성전의 근거를 찬도갸
우빠니샤드, 7.26.2.의 ‘기억이 안정을 얻으면 모든 속박이 풀린다.’라는
문구에서 해결점을 찾고 있다. 억념은 觀(直接的 認識)과 유사한 형태를

갖는다.(sā ca smṛti darśana samānākarā) Śri Bh(T), laghu siddhanta,

p. 14,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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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박띠는 명상이라는 수행적 성격과 더불어 종교적 신비적

경험으로 언급되는 면이 있다.

브라흐만에 대한 생생한 인식 형태의 그에 대한 기억은 그 자체로

지극한 존경의 표시이다. 대상[브라흐만]에 대한 기억은 지극한 존경

이다. 우리는 그가 지고한 자아(Ātman)에 의해 선택된다고 말한다. 그

자아에 의해 오로지 달성된다. 이러한 형태를 지닌 확고한 기억을 박

띠라 한다. 왜냐하면 박띠는 우빠사나와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27

박띠를 우빠사나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점과 더불어 ‘우빠사나는

最高我(Ātman)로부터 선택되는 원인이다.’
28
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

에서 박띠가 종교적 신비적 경험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神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知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개아의 명상이 저절

로 최상의 박띠(parabhakti)로 전개된다는 일련의 과정은 박띠를

도달돼야 할 목적인 동시에 수단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점

이 라마누자만의 독특한 관점이며, 특히 박띠가 명상의 형태를 띤

다는 점은 인도철학사 내에서도 매우 드문 경우이다.

이상과 같이 볼 때, 라마누자의 박띠 명상은 ‘의식의 전멸’ 또는

‘대상 없음’의 삼매를 얻을 때까지 대상을 더욱더 추상화해 가는

빠딴쟐리와 달리 브라흐만을 대상으로 삼아 보다 구체적으로 그

를 향한 강렬한 헌신을 야기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나

27) sākṣatkāra-rūpā smṛtiḥ smaryamāṇātyartha-priyatvena svayamapy

atyarthapriyā yasya sa eva pareṇātmanā varaṇīyo bhavatīti lenaiva

labhyate parātmrty uktaṃ bhavati/ evaṃrūpā dhruvānusmṛitieva

bhaktiśabdenā-bhidhīyate upāsana-paryāyatvād bhaktiśabdasya/

Śrībhāṣya, laghu siddhānta, p. 53.

28) 그 자체로 극단적인 존경인 계속되는 기억은 기억의 대상을 지극히

존경하는 것이며, 최고아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 원인이다. 그것을 일러

우빠사나라 한다.(pareṇātmanā varaṇīyatā-hetubhūtaṃ

smaryamāṇa-viṣayasyātyartha-priyatvena

svayamapy-atyarthapriyarupam smṛtisantānam

evopāsana-śabdavācyam) Gītā Bhāṣya, 7장 서문, 3장 서문, pp. 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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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특히 계속되는 억념의 형태를 지니는 우빠사나 내지 명

상의 결과는 전적으로 명상자의 주체적인 觀이다. 그렇다면 그러

한 명상은 명상자체로 끝날 수만은 없고 구체적인 결과 내지 효

용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명상의 과정에서 비롯되는 결과

적 측면을 예상할 수 있다.

마나스의 활동이 전멸된 후에, 아뜨만은 마치 바람 없는 곳에서 흔

들리지 않고 빛나는 램프와 같이 지식의 형태로 움직임 없이 존재한

다.
29
요가에 의해 그는 아뜨만을 아뜨만으로 본다. 즉 마나스를 통해

서 본다.
30

지식의 형태로서 마나스를 통해서 경험되는 ‘아뜨만에 대한 觀

(ātmadarśana)’은 일종의 ‘自己意識’이다. 즉 마나스가 순수화(sat

tva) 됨에 따라서 본질적인 아뜨만 자체를 자신의 제한 없는 지식

으로 보게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아뜨만을 마나스가 아니라 실

체적인 ‘아는 자’(jñātṛ)로서 확인 구분할 수 있다. 궁극적인 실체

적 주체에 대한 직관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라마누자는 아뜨만(Ātman)에 대한 직관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다. 먼저 아뜨만을 쁘라

끄르띠(Prakṛti)와 다른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다음은 그 아뜨만

인 브라흐만(主, śeṣin)에 대해서 봉사자(從, śeṣa)로 인식하는 것

을 말한다. 즉 자신의 아뜨만은 최고의 브라흐만에 의해 혼을 받

고, 지배되는 의존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다.

dhyāna-yoga의 수행에 의해서 그는 브라흐만이 되는데 적합한 상

태가 된다. 즉 그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아뜨만을 자신 그 자체

로 경험한다. 브라흐만이 될 때, 아뜨만의 본질적 본성은 ‘나’에 대해

29) nivāsthatayā niścala-saprabha-dīpavan

nirvṛtta-saka-letara-manovṛtti-tayā niścalo jñānaprabha ātmā tiṣṭhati.

Gītā Bhāṣya, 6.19., p. 158.

30) Gītā Bhāṣya, 6.20.,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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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봉사자(śeṣa)의 본성을 갖고, 또한 현현된 것 중에서 유일하게 제한

없는 지식을 소유한 존재이다. 왜냐하면 봉사자로 말한 것은 무엇보다

도 높은 나의 초월적 본성을 알기 때문이다. … 그는 우주의 창조, 유

지, 파괴를 행하는 나에 대한 강렬한 사랑 형태의 박띠를 얻는다.
31

라마누자의 요가체계에 있어서 수행자가 자신을 봉사자(śeṣa)로

서의 인식함은 개아 자신의 ‘利己心(ego)’이 사라진 상태로서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인 측면에서 모두 해탈의 과

정으로서 중요한 입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봉사자로서의 인

식은 하나의 대상을 설정하는 응념과 그 응념된 대상에 의식작용

이 완전히 집중된 상태인 명상(dhyāna)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아뜨만에 대한 직관은 까르마 요가나 박띠 요가(bhakti-

yoga, dhyāna-yoga)로 볼 수 있는 ‘낮은 박띠’와 대비되는 브라

흐만에 대한 ‘최상의 박띠’(parabhakti)로의 자연적인 전향 속에

서 이루어진다. 최상의 박띠 역시 브라흐만에 대한 명상의 형태를

취하고, 그에 따라 최상의 지혜(parajñāna)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러한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자신의 Ātman과 Prakṛti의 차이를 인식한 후에 이를 근거로

모든 개체아의 본질적 본성이 같음을 본다. 아뜨만을 아는 자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아뜨만을 알고 본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평

등함을 본다’(sarvatra samadarśana)는 것이다.
32

2) 이것을 인식한 자는 나아가 개체적 아뜨만과 초월적 아뜨만

의 동질성(sāmyam)을 안다.
33
즉 자신의 아뜨만을 보는 자 역시

31) “말과 육신, 마음이 억제 하에 있게 됨으로써 명상의 요가에 적합한

상태가 된다. 즉 말과 육신, 마음이 명상으로 전환되어 명상된 실재와

다른 모든 것이 불완전함을 생각하게 되고, 이기심을 일게 하는

잠재적인 경향성의 힘 즉 이기적 의식(ego)이 사라지는 것이다.” Gītā

Bhāṣya, 18.53～54. pp. 465-466.

32) Gītā Bhāṣya, 6.29., p. 162.

33) “나와 본성적으로 같음을 증득한 자는 선악으로부터 자유스럽다. …

자신의 아뜨만을 보는 자에게 나는 그의 시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의 본성과 같기 때문이다.” Gītā Bhāṣya, 6.30.,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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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를 보고, 主는 그의 직관 속에 항시 상존하는 것이다.

3) 이러한 직관은 더욱 확장되어 언제 어디서나 主의 존재를 인

정하고 명상 속에서 오로지 물질 세계와는 다른 主를 본다.
34

4) 마지막으로 완성된 단계의 직관은 물질적 세계와는 다른 것

으로서 모든 영혼의 동일성을 보고, 육신의 오염으로 겪는 즐거움

과 고통의 차이를 아는 것이다.
35

4단계는 명상의 상승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단계적 결과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라마누자는 개아 자신의 브라흐만에 대해

봉사자(śeṣa)로서의 인식 이후의 일련의 단계를 응념(dhāraṇā) 이

후에 일어나는 명상(선정)과 삼매를 각각의 단계로 나누어 본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응념과 명상 속에 삼매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개아와 브라흐만의 차이의 인식 내지 초월적

아뜨만에 대한 직관 자체를 일종의 ‘三昧’로 본 것으로 말할 수

있다.

4. 삼매와 해방

빠딴쟐리의 삼매[獨存]를 라마누자의 경우와 동일시하려면, 삼

매 이전의 각 단계가 동일함을 증명해야만 한다. 이를테면 응념의

결과로서 선정(dhyāna)을 예시하고 이것이 아뜨만에 대한 직관(P

uruṣa의 독존, 삼매)을 생성한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할 것이다. 그

러나 라마누자는 아뜨만에 대한 직관을 빠딴쟐리 요가의 獨存(kai

valya)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의 명상이 요가의 8단계의

수행법과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베단따 학파에 속하는

라마누자로서는 엄연히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그의 요

가의 체계를 다음과 같은 내용 속에서 다시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34) Gītā Bhāṣya, 6.31., p. 164.

35) Gītā Bhāṣya, 6.32., pp. 1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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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장 존경하는 야무나챠르야(Yāmunācārya)께서는 “해탈은 갸나 요

가와 까르마 요가에 의해 바르게 훈련된 內心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

하여, 궁극적으로 박띠 요가에 의해 얻어진다.”(Siddhitraya)고 말씀하

셨다. “갸나 요가와 까르마 요가에 의해 內官을 수련한 자에 따라”라

는 의미이다. 성전에서와 같이 “無明(avidyā)과 明(지식, vidyā) 모두를

아는 者는 무명의 죽음의 세계를 건너, 불멸의 명(vidyā)의 세계에 도

달한다. 여기서 무명이란 말은 명과 다른 것을 의미한다. 즉 캐스트와

āśrama 등에 의한 제사행위(karman)를 의미한다. 명은 박띠 형태의

명상을 의미한다.
36

마나스가 제어되어 ‘나’[브라흐만]에 대해 단지 자신의 아뜨만을

봉사사(śeṣa)로서 통찰한 者는 ‘나’에 대한 신앙과 함께 제사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ātma 명상을 통해 무명(avidyā)의 장애는 제거된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에 대한 높은 박띠(parabhakti)를 하게 된다.
37

두 인용문을 종합해서 베단따의 형이상학적인 실재에 대한 인

식과 세 가지 요가를 대비해 보면, 1) 신앙의 형태인 세간적인 제

사행위(karma-yoga)를 avidyā의 삶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규정하

고, 2) 갸나 요가를 포함하는 暝想(dhyāna) 곧 박띠 요가로 얻을

수 있는 경험적 자아의 아뜨만에 대한 직관(śeṣa性 인식)은 vidyā

로 대치되고, 그리고 3) 최상의 박띠(parabhakti)에 의해 성취되는

paravidy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명상으

로서의 박띠와 최상의 박띠가 다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구분에 따른 박띠 역시 브라흐만이라는 하나의 대상

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각각의 박띠의 성격의 차이를 뚜렷하게 구

별하기는 어렵다.

36) VedS, para.91, pp. 248-249.

37) Gītā Bhāṣya, 12.11., p.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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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흐만의] 특성들은 존재(satya), 의식(jñāna), 보편(anantatva),

환희(ānanda), 순수(amalatva)이다. … 명상의 대상으로서 브라흐만에

대한 진실한 생각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존재(sat)와 환희(ānanda) 등

의 특성들은 브라흐만에 대한 모든 명상 속에 포함되어 있다.
38

위의 글에서 명상의 유일한 대상이 본질적 속성을 가진 브라흐

만과 그 특성들에 집중되고 있고, 명상 자체가 브라흐만에 대한

智(vidyā)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구분하기는 더욱 어렵다. 또한

낮은 박띠에서 최상의 박띠로의 이행과정과 그 결과(paravidyā)가

하나의 흐름과 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말

하자면 빠딴쟐리가 실제 수행 상에 있어서 凝念, 禪定, 三昧가 하

나의 대상에 집중되어, 한 순간에 이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각각의

상태를 분리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과 유사한 이유에서이다.

이런 점에서 ‘기름의 계속된 흐름’과 같은 박띠 즉 명상의 목

적 자체는 브라흐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대한

최상의 박띠(parabhakti)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

해서 강렬한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에 박띠의 의미가 있다고

할 때, 헌신적인 명상에 의한 직관(통찰)이란 단순히 神을 실제로

눈앞에 보는 듯한 직관이 아니라, 무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순

수함 속에서의 직접적 직관과 같은 신에 대한 ‘강렬한 想像’ 즉

觀想이다. 계속되는 명상 속에서 마치 신을 느끼고 아는 것과 같

은 계속되는 흐름인 것이다.

이러한 神에 대한 직접적 정신적 洞察(paravidyā) 또는 삼매는

명상에 잠긴 헌신자의 사랑의 형태로 나타난다. 명상자와 그 대상

은 각각 자신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결국 사랑하는 자와 받는 자

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명상은 수단이며 목

적이다. 명상을 통해 지식의 형태로 얻어지는 즐거움의 결과보다

는 즐거움 그 자체로 말할 수 있다.
39
브라흐만의 특성을 반성하고,

38) Śri Bh(T), 3.3.13., p. 638.

39) VedS, para.141, p.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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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억념하는 것 자체가 바로 歡喜(ānanda)이다. 말하자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신애하는’것이다.
40

이상의 논의를 압축하자면, 라마누자는 삼매(samādhi)를 지고

인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해석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빠딴쟐리

의 모든 대상마저 없어지는 無想三昧가 아니라 有想三昧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라마누자의 요가 즉 유상삼매에 도달하기 위한

일련의 수행과정인 까르마 요가로부터 최상의 박띠의 훈련의 과

정은 전반적으로 샹캬 요가 학파의 이론과 실천을 원용하면서도

쓸모 있는 부분은 취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有神論的 體系로 해석

하는 라마누자 특유의 신앙적 실천론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철저

한 자력 수행을 밑그림으로 하는 타력적 형태의 실천론으로도 볼

수 있다.

Ⅳ. 나오는 말

본고는 1) 우빠니샤드의 지혜, 2) 요가적 기법, 3) 박띠(bhakt
i)의 세 가지 길이 서로 동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추적해 봄으로

써 요가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서 의미를

찾고자 했다.

첫 작업으로 베단따 학파에서 빠딴쟐리 요가를 어떻게 수용하

고 있는지를 샹까라와 라마누자의 요가 스므르띠(요가)에 대한 해

석을 주목해서 살펴보았다. 면밀히 추적한 결과 샹까라는 요가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이고, 라마누자는 보조적 내지는 긍정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봤다. 특히 베단따가 취급하는 명상이라는 관점

40) Gītā Bhāṣya, 18.65., p.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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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라마누자의 경우 우빠니샤드의 명상수행의 전형인 브라흐
만에 대한 우빠사나(brahmoupāsana)가 요가(yoga)개념으로 대체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우빠사나가 브라흐만에 대한

智(brahmavidyā)을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으로 채용되고 있

는 점에서 도출해 보았다. 그 결과 라마누자는 해탈에 이르는 길

로서 우빠니샤드의 지혜와 빠딴쟐리의 요가를 자신의 체계 속에

서 종합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드릴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제 2장에서는 두 번째 논제인 빠딴쟐리 요

가와 박띠와의 연관성을 밝혀 보려고 시도해 봤다. 이를 위해 라

마누자가 빠딴쟐리의 8枝(Aṣṭāṅga-yoga) 중 어떤 단계들을 어떻

게 수용하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3枝에서 6枝까지를 수용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7枝 暝想과 8枝 三昧가 제외된

점은 라마누자 특유의 요가를 예상할 수 있는 논의의 자료가 됐

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어서 응념과 명상, 그리고 삼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봤다.

응념에 대해서는 그 대상과 관련해서 라마누자가 인격성을 지

닌 브라흐만(saguṇa Brahman)을 설정한 점에 주목했는데, 응념

의 대상 즉 브라흐만을 설정한 것은 브라흐만이 명상자를 청정하

게 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추상적 원리

(nirguṇa Brahman)에서 비롯될 수 있는 명상의 애매성을 극복하

기 위한 설정임을 볼 수 있었다. 즉 명상자와 신과의 상호 관계에

서 작용하는 실제적인 기능적 효용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그러한 맥락 속에서도 기본적으로 응념이 감각기

관, 감각대상에 끌리지 않는 빠딴쟐리의 심리적인 훈련을 포함하

고 있는 점과 더불어 자신의 신학적 체계에 맞추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헌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쪽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은

라마누자 특유의 요가의 틀을 예상케 했다.

이어 명상 부분에서는 라마누자가 박띠를 명상, 지, 우빠사나와

동일시하는 사례를 통해 논의를 전개해 봤다. 첫째, 박띠가 해탈

의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며, 知(Jñāna)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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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둘째, 박띠가 우빠니샤드에서의 주로 행해졌던 行法인 우

빠사나와 동일하다는 점, 셋째, 박띠는 명상이라는 수행적 성격과

더불어 종교적 신비적 경험으로 언급되는 점에서 박띠 속에 우
빠니샤드적 지혜를 포함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빠딴쟐리의
요가적 기법이 하나로 소화되고 있음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었다.

특히 박띠가 명상 즉 요가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계

속되는 억념 형태의 박띠가 완전하게 명상자의 주체적인 觀임을

알았고, 또한 브라흐만에 대한 智로까지 확장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를 토대로 8枝 삼매를 논의하기 앞서 라마

누자의 요가체계를 베단따적인 실재에 대한 인식의 분류와 세 가

지 요가의 대비 작업을 통해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주제에 접근

해 보았다. 1) 신앙의 형태인 세간적인 제사행위(karma-yoga)를

avidyā의 삶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었고, 2) 갸나 요

가를 포함하는 暝想(dhyāna) 곧 박띠 요가로 얻을 수 있는 경험적

자아의 아뜨만에 대한 직관(śeṣa性 인식)을 vidyā로 볼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3) 최상의 박띠(parabhakti)에 의해 성취되는 paravid

yā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명상으로서의 박띠와 최상의 박띠가 연속

적으로 이어지는 바, 라마누자의 삼매는 박띠라는 주체적인 강렬

한 상상 즉 觀想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곧 사랑하는 자

와 받는 자의 ‘인격적 만남’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박띠가 수단이

며 목적이란 점에서 삼매는 명상을 통해 지식의 형태로 얻어지는

즐거움의 결과보다는 즐거움 그 자체(歡喜)로 생각해 봤다. 그 결

과 라마누자의 삼매는 유상삼매 형태를 지닌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전체 연구과정에서 가장 주목됐던 점은 먼저 전통

을 도외시 할 수 없었던 라마누자가 ‘우빠사나’를 통해 우빠니샤
드의 ‘知慧’와 빠딴쟐리의 요가를 통합해 나간 것과 박띠에 명상

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띠 명상 속에 빠딴쟐

리의 요가 수행의 일부나마 흡수 조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神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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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하는 有神的 사상체계에서는 의외의 사실로 받아드릴 수밖

에 없었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라마누자의 요가사상을 평가하자

면 그것은 우빠니샤드의 自力 救濟의 전통 속에서도 他力 救濟

의 체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는 점과 더불어 전 시

대의 실천적 체계를 한데로 묶어 회통 승화시킨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